
 * 정회원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석사과정 (Kyonggi University ․ heesoo1219@gmail.com)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Kyonggi University ․ ohheung@gmail.com)

Received May 21, 2020/ revised July 14, 2020/ accepted December 16, 2020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ISSN  1015-6348 (Print)

Vol. 41, No. 1: 49-56/ February, 2021 ISSN  2287-934X (Online)

DOI: https://doi.org/10.12652/Ksce.2021.41.1.0049 www.kscejournal.or.kr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

김희수*ㆍ오흥운**

Kim, Heesoo*, Oh, Heungun**

Characteristics of Night Specialized Traffic Accident Hotspot Using 

Continuous Risk Profile (CRP) Analysi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ology to select a cluster of night traffic accidents using CRP (Continuous Risk Profile) 

analysis. the 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ffic accident cluster section selected at night using CRP 

analysis. The CRP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raffic volume of target routes through traffic accident data. In addition, 

variables were set according to the freeway sections. the method of subtracting the daytime CRP from the nighttime CRP was used to 

analyze the nighttime traffic accident. As a result, Using the CRP analysis, the sections of hotspot were identified and plotted based on 

traffic accidents. Also, the sections where traffic accidents are frequent were those where IC or Tunnels were installed, and there was 

a deviation from the general section. In conclusion, CRP analysis could be used to calculate the frequent section of specialized traffic 

accidents at night, and it was selected as a point in need of improvement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specialized traffic accidents 

at night in the section where IC or tunnel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ddition, it is inferred that the number of specialized traffic accidents 

at night in the section where IC or tunnel facilities are installed is a factor in the problem of night visibility due to lighting facilities.

Key words : Night traffic accident, Night visibility, CRP (Continuous Risk Profile), Hotspot, Freeway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하여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이연구의 다른 목적은 CRP 분석을 이용하여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P 분석은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며 대상 노선의 교통량 고려해 분석되었다. 또한 CRP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국내 고속

도로의 실정에 적합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간 CRP에서 주간 CRP를 빼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CRP 분석을 사용하여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은 IC나 

터널이 설치된 구간으로 일반구간과 편차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 산정에 CRP 분석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IC 또

는 터널시설이 설치된 구간에서 야간 특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IC 또는 터널시설이 설치된 구

간에서 야간 특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은 조명시설로 인한 야간 시인성의 문제에서 요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검색어 : 야간 교통사고, 야간 시인성, CRP (Continuous Risk Profile)분석, 사고다발구간, 고속도로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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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1970년 10만대에 불과하였으

나 2019년 2,368만대로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또한 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26,878건에서 

2019년 229,600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는 2.6건에서 1.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한해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23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KOSIS, 2019). 특히 2019

년 전체교통사고 대비 야간 교통사고는 90,197건으로 41.5 %에 

달하며, 야간 사망자는 1,863명으로 전체사망자 대비 49.27 %로 

야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았다. Fig. 1은 지난 10년간 주야간 

교통사고 비율 및 주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준수의식 향상으로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는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OECD 주요 가입국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야간 교통사고의 경우 주간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야간 교통사고의 

사망자 줄이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KOSIS,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고자 한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선정은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하

고자 한다. 특히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을 국내 실정에 맞춰 재설정하고, 노선의 

구간에 따른 주야별 교통량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 선정을 위해 CRP 분석의 장점을 이용하여 

야간교통사고 CRP 값에서 주간교통사고 CRP 값을 빼, 주간과 

야간 모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야간 특화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첫째,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하여 야간 특화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개발

하는 목적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CRP 분석을 이용하여 선정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내 연구문헌 고찰

2.1 기존의 교통사고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1.1 전체그룹 선호도분석 설계

교통사고 건수법(Accident Frequency)은 현황판에 가장 표기

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점 또는 도로구간에 따라 기록한 후 특별히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사고잦은지역으로 선정한다(Lee 

et al., 2001). 이 방법은 쉽고 단순해 사용하기 쉽다. 또한 미시통계

와 거시통계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수법

은 사고잦은지역 선정 시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아 도로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Yu, 2008).

2.1.2 사고심각도에 의한 방법

사고심각도법(EPDO)은 사망사고, 부상사고, 대물사고의 피해

를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지점을 선정한다. 사고심각도법(EPDO)

은 통계의 상호비교가 가능하고 단위교통사고당 심각도의 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2.1.3 사고율에 의한 방법

사고율법(Crash rate)은 기회(Exposure)을 고려한 방법으로 교

통량을 고려한다. 또한 특정 구간의 사고율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대

상 구간 전체의 교통사고율 계산이 이루어 져야한다(Lee et al., 

2001). 사고율법은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량 및 주행길이를 고려한

다. 하지만 심각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2 CRP 분석에 대한 고찰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은 이동식 윈도우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는것에 초점을 맞춘 도로의 연속적인 사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CRP 분서은 사고테이터를 거리에 따라 

누적하여 규모조정계수와의 차이가 통해 도로 위험 구간을 선정하

는 방법이다.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짧은 구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

며 상호비교가 용이하다(Safe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2012). 또한 사고심각도, 고령자사고, 악천후 

사고 등 특정 교통사고에 대한 취약구간을 선정할 수 있어 특정 

사고를 목표로 한 안전개선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Hwang 
Fig. 1. Percentage of Traffic Accidents and Deaths by Day and 

Night (KOS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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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 이밖에 사고다발구간의 개선 후 효과분석 시 사고지점 

전후구간 까지 파악이 가능해 정책적인 면에서 활용성이 높으며, 

기존의 사고다발구간 선정 시 단절성을 극복할 수 있다. 위와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도로국에서는 사고다발구간의 선정 시에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Hwang et al.(2008)는 이러한 CRP 분석기법의 장점등을 활용

하여 도로상태에 따른 차량 충돌 비율 특히,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상

태에서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상태에서의 CRP 값에서 노면이 

건조한 도로상태의 CRP 값을 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다음의 

Fig. 2는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상태의 CRP 분석 내용이다(Hwang 

et al., 2008).

3. 방법론

3.1 대상 노선의 선정 및 교통사고 CRP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선정을 위해 

청주상주고속도로(상주방향)의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6년간의 

교통사고 발생데이터를 분석하였다. Table 1은 대상노선의 시공간

적 범위이다. Table 2는 대상노선의 IC-IC간의 주야별 교통량이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다발구간 선정을 위한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의 절차는 Fig. 3과 같다. 먼저 대상노선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주야별로 구분한다(Fig. 4). 두 번째로 대상노선

의 거리[d]에 따라 누적사고 건수 A[d]를 계산한다.

세 번째로 이정에 따른 평균사고건수를 누적하여 규모조정계수

로 설정한다(Fig. 5). 이때 규모조정계수는   이다 (Lee 

et al., 2013). 

네 번째로 누적사고건수 A[d]에서 이정에 따른 평균누적사고건

수   를 뺀다. 다섯 번째로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pre- 

filtering 수행한다. 다음은 Chung and Ragland (2007)에서 제시한 

교통사고 CRP 분석에 쓰이는 이동평균법 공식이다. 

 
minmin 


 min  

min  

∙

For

 ×   and  



 (1)

Where, = window increment

= beginning postmile

= ending postmile

= size of the moving average

Fig. 2. Analysis of Vehicle Collision CRP according to Road 
Condition (Hwang et al., 2008)

Table 1. Time-Spatial Range of Target Route

Section Attribute

Spatial range
Cheongju Sangju Expressway

(0~79.4 km, East direction)

Time range 2010~2015 (6 years)

Detail 

diagram

Table 2. Traffic Volume by Day and Night Between IC and IC on 
the Target Route

Section
Average daytime 

traffic

Average nighttime 

traffic

Cheongju JCT-Munui IC 14,353 5,205

Munui IC-Hoein IC 17,861 5,976

Hoein IC-Boeun IC 15,064 5,727

Boeun IC-Songnisan IC 14,216 5,367

Songnisan IC-Hwaseo IC 12,911 5,414

Hwaseo IC-S.Sangju IC 13,323 5,496

S.Sangju IC-Nakdong JCT 12,190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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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교통사고 CRP 분석에 쓰이는 변수이다. 

여섯 번째는 그래프의 누적속성을 지점별 위험도로 표현하기 

위한 단계이다. 이때, 음(-)이 되는 지점은 교통사고 평균값보다 

낮은 지점으로, 교통사고 평균값 보다 높은값을 가지는 지점만 

표현하기 위해 제외한다. 다음은 이를 위한 공식이다.

 





For  ×   and  



 (2)

Where, =increment

일곱 번째는 2010년부터 2015년(6년간)까지의 지점별 CRP값

을 평균내어 주는 단계이다. 여덟 번째는 CRP값을 교통량으로 

나눠주는 단계이다. 아홉 번째는 야간 교통사고 CRP값에서 주간 

교통사고 CRP값을 빼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값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야간특화  야간  주간 (3)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선정을 위해 야간의 이정별 

CRP 값에서 주간의 이정별 CRP 값을 빼는 이유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야에 

관련없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기하구조의 문제 등으

로 야간에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야간 시인성 또는 조명시설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 

3.2 교통사고 CRP 분석시 변수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CRP 분석에 쓰이는 변수 I, 2 L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변수 I의 설정이다. 변수 I는 이동평균법을 실시할 

때 윈도우의 이동단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0.01

마일(약 16 m)단위로 기록관리 하고 있어 I값을 0.02마일 단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Yu, 2008). 하지만 우리나라

는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의 경우 100 m 단위로 기록관리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수 I를 100 m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변수 2 L의 설정이다. 변수 2 L은 이동평균법을 

실시할 때 윈도우의 크기로 캘리포니아에서는 0.2마일(약 320 m)로 

설정하였다(Chung et al., 2010).

Classification of traffic accident data by day and night

⇓

Calculate the cumulative number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 

distance () of the target route

⇓

Set the scale adjustment factor by accumulating the average number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 Coordinates 

At this time, the scale adjustment coefficient is 



⇓

Draws a graph of accumulated Accidents 

 that has 

been readjusted

⇓

pre-filtering some small waves that occur in graph of [accumulated 

Accidents that has been readjusted using the moving averaging method

⇓

Converting the cumulative properties of a graph to point properties 

using the following formula

 





⇓

Calculate the average crp value between 2010 and 2015 (six-year) by 

day and night

⇓

 To the traffic the day and night CRP analysis value It divides

⇓

Deriving a specialized traffic accident CRP by subtracting the daytime 

traffic accident CRP value from the night traffic accident CRP value.

Fig. 3. Procedure for Conducting Study

Fig. 4. Cumulative Number of Accidents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he Target Route

Fig. 5. Scale Adjustment Coefficient

Fig. 6. Variables Used in CRP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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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사고잦은지점 

선정 시 사용하고 있는 반지름 200 m를 2 L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변수 L값은 그 값을 크게 할수록 음성반응결과(높은 위험도가 

있는 구간임에도 사고잦은지점으로 선정되지 않는 지점)가 커지며, 

값이 작을수록 잘못된 양성반응 결과(사고잦은지점으로 선정되었

음에도 실제로는 도로상의 특별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가 

커질 수 있다(Chung et al., 2010). Yu(2008)에 따르면 변수 L값은 

균일한 속성의 도로에서는 큰 L값이 타당하며 변화가 많은 도로에

서는 작은 L값이 타당한데 미국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대부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 %가 산지지역으로 미국에 비해 

선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에서 사고잦은지점 선정 시 사용하고 있는 반지름이 200 m이므로 

해당 값을 변수 2 L로 선정하였다. 사고잦은지점 선정 시 사용하는 

반지름 200 m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계속

도가 100 km/h인 경우 최소정지시거를 기준으로 설정된 값이다. 

4. 분석결과

4.1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결과

다음은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결과이다. Figs. 7 and 8은 

대상노선의 이정별 주간교통사고의 평균(6개년) CRP 분석결과

와 대상노선의 이정별 야간교통사고의 평균(6개년) CRP 분석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특화교

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한다. 이에 야간 특화 교통사

고 다발구간 선정을 위해 CRP 분석의 장점을 이용하여 야간교통사

고 CRP 값에서 주간교통사고 CRP 값을 제외하였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선정을 위해 야간의 이정별 CRP 값에서 

주간의 이정별 CRP 값을 빼는 이유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야에 관련없이 교통사

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기하구조의 문제 등으로 야간에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야간 시인성 또는 조명시설 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야간 특화 교통사고 

평균 CRP 분석결과이다(Fig. 9). 

다음은 대상 노선을 IC 구간별로 나누어 나타낸 야간 특화 

교통사고 평균 CRP 분석결과이다(Table 3). 

4.2 기존 사고다발구간 분석방법을 통한 사고다발구간과

의 비교

기존의 사고다발구간 또는 사고잦은곳의 선정방법은 연간 3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방법

론에 따라 본 논문에서의 조사대상구간인 청주-상주고속도로의 

사고다발구간 또는 사고잦은곳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사고다발구간 또는 사고잦은곳의 선정방법은 주야에 

상관없이 연간 사과발생횟수에 따라 선정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

서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CRP방법론을 사용하였다. Fig. 

10은 CRP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의 지점별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4.3 야간 특화 교통사고다발구간의 분류

Fig. 11은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다발구

간의 유형분류이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결과에서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의 값이 큰 구간을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IC시설이나 터널시설 인근 등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다음은 야간 특화 

Fig. 7. CRP Analysis Results of Daytime Traffic Accidents

Fig. 8. CRP Analysis Results of Nighttime Traffic Accidents

Fig. 9. CRP Analysis Results for Night-Specific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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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CRP 값과 그 이정에 IC 시설과 터널시설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설(IC, 터널)등이 설치된 지점과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구간과의 CRP값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의 경우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일반구간에 비해 IC나 터널시설 등이 설치된 지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처럼 야간 특화 교통사고의 CRP 값이 높은 구간은 IC시설이나 

터널시설이 설치된 지점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IC, 터널시설에 대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결과

이다. IC 또는 터널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지점에서 야간에만 교통사

고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물구간의 전후 또는 내부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인한 야간 시인성의 문제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Table 3. CRP Analysis Results for Night-Specific Traffic Accidents Divided by IC Section

CRP Graph CRP Graph

Table 4. Accident-Prone Section for Existing Methodology

year Point of frequent traffic accident section

2010 29.6

2011 0.0

2012 0.0

2013 15.9

2014 -

2015 0.0,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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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IC, 터널시설에 대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의 도출은 

IC, 터널시설 당 조명시작지점에서 조명종료지점으로 IC, 터널시설

을 설정하여 도출하였다.

Fig. 12는 IC, JCT시설이 설치된 지점의 야간 특화교통사고 

CRP값을 도출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청주 JCT, 문의 IC, 남상주 JCT의 경우 다른 IC나 

JCT에 비해 야간 특화교통사고 CRP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3은 터널시설에 대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CRP 분석결과이다. 

Fig. 10. CRP Analysis Results for Night-Specific Traffic Accidents & Accident-Prone Section for Existing Methodology

Fig. 11. Location of IC and Tunnel Facilities in CRP Analysis Results for Specialized Traffic Accidents at Night

Fig. 12. Results of CRP Analysis on Specialized Traffic Accidents at the Branch with IC and JCT Facilities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한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56

이를 통해 화서2터널, 내서2터널, 내서4터널의 경우 다른 터널에 

비해 야간 특화교통사고 CRP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야간에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그 방법론을 개발하고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선정 방법론은 CRP (Continuous 

Risk Profile)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국내실정에 맞는 변수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주야간 IC-IC구간별 교통량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 산정은 야간의 

이정별 CRP 값에서 주간의 이정별 CRP 값을 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주야에 관련없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

는 구간은 기하구조의 문제 등으로 야간에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CRP 분석을 통해 야간 특화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

을 제시하였다. 야간 특화교통사고 CRP 분석결과 야간 특화교통사

고의 경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구간에 비해 IC나 

터널시설 등이 설치된 지점에서 더 많이 발생하여 그 편차가 있었다. 

또한 IC, 터널시설에 대한 야간 특화교통사고 CRP 분석결과 IC간

에도 야간 특화 교통사고의 편차가 있었으며, 터널 간에도 야간 

특화 교통사고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야간 특화 

교통사고가 IC, 터널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하구조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전후 또는 내부에 설치된 

조명시설로 인한 야간 시인성의 문제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를 통해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야간 특화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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